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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나 상 우*
1)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주요국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
화 제공의무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은 ①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②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의무 준수 강화, ③ 공
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개편은 대체 서비스인 이동전화
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공중전화의 수익성 악화 및 역할 감소 등을 배경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논의의 배경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향후 공중전화의 역할이 미미해지는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
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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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보편적서비스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
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 하에 공중전화는 최소한의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보편적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공
중전화가 보편적서비스로 지속 제공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 서비스인 이동전화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
중전화의 역할 감소 및 수익성 악화를 배경으로 한다.
보편적서비스 제도 도입 당시 대다수의 국가는 제공사업자에게 공중전화의 설치 및
재배치 등에 대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의무를 부과하였다. 하지
만,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에 비해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화의 철거가 진행되면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
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를 지정함으로써, 보편적서비
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는 한정하되 제공의무의 준수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
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공중전화 이용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개편을 근본적으
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 및 프랑스 등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사업자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공의무 폐지부터 현행 의무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4월 아일랜드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
무 폐지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판단하고 철거기준을 완화하여 제공사업자
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 1월 프랑스는 공중전화 운영조건
의 재검토 및 손실보전 대상 공중전화의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벨기에 및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대체 서비스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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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이용가능성이 공중전화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였다.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은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의무 준수 강화,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편의 배경이
되는 공중전화 이용 감소 및 대체 서비스의 활성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이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국내외 공중전화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을 먼저 살
펴본 후, 최근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논의가 진행된 아일랜드
와 벨기에의 개편 동향을 정리하고 개편 논의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국내외 공중전화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는 1990년대 후반까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공중전화 운영대수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이동전화 보급에 따른 이용감소로 지속적인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는 한정하되, 보편적서비스 개념에 부합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국내외 공중전화 서
비스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후,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및
손실보전 대상,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등을 정리한다.

1. 공중전화 서비스 현황
1)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990년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1999
1) KT가 직접 운영하는 전화를 의미하며, 고객이 공중전화기를 직접 구입하고 설치 ․ 개통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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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5만 3천대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이동전화 보급에 따른 이용감소로 지속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져 2013년 말 7만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 운영대수 추이

[

(단위: 만대, 만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와 같은 공중전화 운영대수 감소 추세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리나
2)

라를 제외한 OECD 20개 국가 의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2000년 3.4대
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 1.8대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
3)

난다.

이와 같은 공중전화 이용감소에 대응하여 주요국은 공중전화 운영효율화를 진행하
거나, 공중전화 부스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시는
2012년 12월 ‘Reinvent Payphones Design Challenge’ 프로그램을 게시하고 공중전
한 비용을 고객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운영되는 자급공중전화는 제외
2) ’91년부터 ’09년까지 데이터가 존재하는 20개 국가(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
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터키) 기준
3) ITU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2013
2014/8/16

…
4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화 활용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였으며, 디지털 광고 및 터치스크린이 가능한 공중
4)

전화 운영, 무료 와이파이 존 설치 등 다양한 시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수요에 비해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화의 철거가 진행되면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
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를 지정함으로써, 보편적서비
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는 한정하되 제공의무의 준수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
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국가를 중심으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와 손실보전 방식 등을 살펴본다.
(1) 공중전화의 보편적서비스 범위 포함

현재 34개 OECD 회원국 중 64.7%인 22개 국가가 공중전화를 보편적서비스 범위
에 포함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다수의 국가가 공중전화를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미국과 캐나다 등 6개 국가는 보편적서비스
제도 도입 당시 공중전화를 보편적서비스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일부 국가는
공중전화를 보편적서비스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벨기에 및
오스트리아 등 6개 국가는 보편적서비스 제도 도입 당시 공중전화를 보편적서비스 범
위에 포함시켰으나, 보편적서비스 제도 운영 과정에서 공중전화를 보편적서비스 범위
에서 제외시키거나 제공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제공의무
를 폐지하였다.

4) The City of New York(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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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ECD 회원국의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 범위 포함 여부

<

포함(22개국)

미포함(6개국)

한국, 호주, 칠레, 체코,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라바키아,

제외(6개국)

캐나다, 에스토니아,

벨기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슬로베니아,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주: 제외 국가는 당초 보편적서비스 범위였으나 제외시킨 국가 또는 제공사업자를 지정하지 않은 국
가를 의미
자료: ITU, ICT EYE(http://www.itu.int/net4/itu-d/icteye/CountryProfile.aspx)

(2)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손실보전 대상

프랑스 및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 반드시 유지되
어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고 이에 부합하는 공중전화만을 손실보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는 한정하되, 보편적서비스 개념에 부합

표 2> 주요국의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

구분

운영대수

보전대상 대수

보전대상

보전범위(통화부문)

프랑스

94,455대
(’13. 4Q)

30,648대
(’13년)

지역별 적정대수와 운영대수가
일치하는 지역의 공중전화 중
적자인 공중전화

모든 통화

이탈리아

97,736대
(’11년)

42,306대
(’06년)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공중전화 중
적자인 공중전화

모든 통화

스페인

35,000대
(’13년)

19,000대
(’07년)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공중전화 중
적자인 공중전화(적정대수 초과
설치 지역은 미보전)

모든 통화

일본

210,448대
(’13. 4Q)

108,610대
(’13년)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공중전화
(제1종 공중전화)

시내통화, 낙도특례통신,
긴급통신

주: 운영대수 및 보전대상의 괄호는 기준연도를 의미
자료: 1. (프랑스) ARCEP 홈페이지 및 ARCEP(2014), p.3.
2. (이탈리아) AGCOM(2012), p.40. 및 AGCOM(2013)
3. (스페인) Telefonica 홈페이지 및《EL PAIS》, (2007. 1. 8), CMT(2012), p.13.
4. (일본) 総務省(2013), p.357. 및 電気通信事業者協会(2013), p.4.
2014/8/16

…
6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및 시사점

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
하고 있다.
프랑스 및 이탈리아, 스페인은 지역별로 정해놓은 공중전화 대수와 실제 운영대수
가 일치하는 지역의 공중전화 중 적자가 발생하는 공중전화만을 손실보전 대상으로
하며, 일본은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제1종 공중전화만을 손실보전 대상으로 한다.
앞의 <표 2>의 4개 국가 중 일본만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시내통화 부문의 손실만
을 보전하며, 이외 프랑스 및 이탈리아, 스페인은 공중전화에서 발신하는 모든 통화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
(3) 주요국의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1) 프랑스의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인 France Telecom은 인구 1천명 이하 지방자치지역(commue)
에서는 보편적서비스로서 최소 1대의 공중전화를 운영해야 하며, 인구 1천명 초과 지
방자치지역에서는 최소 2대의 공중전화를 운영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France Telecom은 2014년 1월 프랑스 전역에서 40,050대 가량의 공중전화를 보편적
5)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 보편적서
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관인 ARCEP(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은 보편적서비스 손실보
전금 산정 시 <표 3>과 같이 지방자치지역의 인구수, 운영대수, 흑자/적자 여부에 따
라, 공중전화를 8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 중 공중전화가 1대만 설치된 인구 1천명
이하 지방자치지역의 적자인 공중전화(그룹1)와 2대가 설치된 인구 1천명 초과 지방
자치지역의 적자인 공중전화(그룹5)를 손실보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정한 운
영대수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공중전화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지역과 흑자인 공중전
화는 손실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5)《LE FIGARO》, (2014. 1. 8)
2014/8/16

…
7

초 점

표 3> 프랑스의 손실보전금 산정을 위한 공중전화 분류

<

구분

공중전화 분류

해당 지역 인구

인구 1천명 이하

운영대수

1대

인구 1천명 초과

1대 외

2대

2대 외

흑자/적자 여부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적자

흑자

공중전화 그룹

그룹1

그룹2

그룹3

그룹4

그룹5

그룹6

그룹7

그룹8

자료: ARCEP(2012), p.22. 요약

손실보전금 산정 시 수익 및 비용은 개별 공중전화 단위로 산정하며, 수익은 모든
통화에서 발생한 요금수익 및 접속료수익, 광고수익 등을 포함하며 개별 공중전화별
로 직접 인식한다. 비용 중 공중전화 단말의 설치 및 관리비용은 고정비로 간주하여
전체 운영대수로 나누어 개별 공중전화로 배부하며, 이외 비용은 변동비로 간주하여
6)

통화량 비율을 기준으로 개별 공중전화로 배부한다.

ARCEP은 2013회계연도에 26,904개 지방자치지역에서 운영 중인 30,648대를 대
7)

상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하였으며, 공중전화 제공에 따른 손실(1,392만 유로)에서
공중전화 광고에 따른 간접적 편익(35만 유로)을 차감하여 1,357만 유로의 순손실을
8)

산정하였다.

표 4> France Telecom의 2012회계연도 보편적서비스 순손실

<

구분

① 손실

② 간접편익

순손실(=①-②)

보편적서비스 전체

€33,103,634

€4,288,949

€28,814,686

공중전화

€13,919,919

€349,319

€13,570,601

자료: ARCEP(2014), p.7.

6) ARCEP(2012), pp.24~25.
7) ARCEP(2014), p.3.
8) ARCEP(2014),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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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탈리아의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이탈리아는 <표 5>와 같이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별 공중전화 운영대수를 지정하고
9)

있다. 이탈리아는 이와 같은 운영대수에 부합하는 지역의 공중전화 중 적자가 발생
하는 공중전화만을 손실보전 대상으로 한다.

표 5> 이탈리아 지역별 공중전화 운영대수 기준

<

구분

인구 1만명 이하 지역

1만 초과 ~ 10만 이하 지역

10만 초과 지역

운영대수

1천명당 1대

1천명당 2대

1천명당 3대

주: 인구 2백명 이상이며 지역에 속하지 않는 마을은 1대 운영
자료: Agcom(2001), pp.9~10.

손실보전금 산정 시 손실보전 대상 공중전화에서 발생한 모든 요금수익 및 광고수익,
비용 등을 포함하며, 손실에서 무형의 편익을 차감하여 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2013년
7월 이탈리아의 통신규제기관인 Agcom(Autorità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
은 2006회계연도의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 시 무형의 편익이 손실보다 더 크게
10)

산정되어 보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1)

3) 스페인의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스페인은 인구를 기준으로 5백명 미만 지역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공중전화를 운
12)

영하고, 인구 5백명 이상 지역은 최소 1대 의 공중전화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스
페인은 지역별로 운영 중인 공중전화 대수가 지정한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지역
의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며,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공중전화 중 적자가 발생하는 공중
전화만을 손실보전 대상으로 한다.

9) 인구기준 외에 특정장소 기준으로 병상이 10개 이상인 병원 및 건강관련 시설, 교도소, 상주인
원 50명 이상 군부대에 공중전화를 설치하며, 이외 장소는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10) Agcom(2013), p.44.
11) CMT(2012), p.13.
12) 인구 5백명 이상 지역은 최소 1대에 1.5천명당 1대를 추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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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산정 시 손실보전 대상 공중전화에서 발생한 모든 요금수익 및 광고수
익, 비용 등을 포함하며, 손실에서 간접적 편익을 차감하여 손실보전금을 산정한다.
현재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인 Telefonica가 공중전화에 대한 손실보전을 요청하지
않아 보전하지 않고 있다.
4) 일본의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방식
일본의 공중전화는 제1종 공중전화와 제2종 공중전화로 구분된다. 제1종 공중전화
는 사회생활의 안전 및 실외에서의 최소한의 통신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지는
500m 사방, 그 외 지역은 1km 사방으로 1대씩 설치되는 공중전화를 의미하며, 보편
적서비스의 손실보전 대상이 된다.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인 NTT동/서는 제1종 공중전화를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
디서나 이용 가능하게하기 위해 <표 6>과 같이 실외의 도로변 등에 설치하고 있다.

표 6> 일본의 제1종 공중전화 설치장소 현황(’07. 9월 기준)

<

구분

공공시설 앞
노상

편의점 외부

역전 ․ 버스
정거장 부근

기타 도로변

합계

대수

27,192

14,498

7,631

55,319

104,640

(비중)

(26.0%)

(13.9%)

(7.3%)

(52.9%)

(100%)

자료: NTT東日本 ‧ NTT西日本(2008), p.1.

제1종 공중전화는 모든 수용국에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실보전 대상 지역을 선
별하지 않고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손실보전이 이루어진다. 제1종 공중전화의 손실보전
13)

범위는 제1종 공중전화에서 발신한 시내통화와 낙도특례통신,

긴급통신을 포함한다.

제1종 공중전화의 손실보전금은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손
실보전금으로 하는 상쇄형 수익비용방식을 적용하여 산정된다. 제1종 공중전화의 수
익은 시내통화와 낙도특례통신의 통화료를 포함하여 수용국별로 집계한 후, 각 공중
13) 낙도특례통신이란 섬으로만 구성된 시내통화권역과 주요 통화권역간의 통화에 대해 인접통화권
과의 통화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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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대당으로 배부한다.
공중전화 비용은 설비관리부문과 설비이용부문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설비관리부
문이란 전기통신설비를 관리 ‧ 운영하는 부문을 말하여, 설비이용부문이란 해당 설비
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을 말한다. 설비관리부문 원가는 공학적 장기증분
원가 모형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단말 및 가입자회선, NTS(Non-Traffic Sensitive),
TS(Traffic Sensitive)별로 비용 단가를 산정한다. 단말 및 가입자회선, NTS 비용은 수
용국별로 대당 단가를 산정하며, TS 비용은 도도부현별로 통화량 당 비용 단가를 산
14)

15)

정한다. 설비이용부문 원가는 효율화율 을 적용하여 대당으로 산정한다.

Ⅲ.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는 한정하
되, 보편적서비스 개념에 부합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
제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안도 향후 공중전화 이용
이 더욱 감소하여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안정적인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운
영하기 위한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
전화 제공의무 폐지 등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비교적 최근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논의가 진행된 아일랜드와 벨기에의 개
편 동향을 정리한다.

1. 아일랜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논의
아일랜드는 2014년 6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사업자 지정기간이 만
료됨에 따라 2014년 상반기에 향후 4년간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을 검토하였다.
14) 효율화율은 설비이용부문 원가의 당해 연도 예상치를 전년도 실적치로 나눈 비율을 의미하며,
7%를 적용
15) NTT東日本 ‧ NTT西日本(200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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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통신규제기관인 ComReg(Commission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은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부터 현행 의무 유지까지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하에서는 아일랜드의 공중전화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을 정리한다.
(1) 아일랜드의 공중전화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

1) 공중전화 운영 및 이용 현황
아일랜드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인 Eircom은 2006년 상반기 4천대 가량의 공
16)

중전화 를 운영하였으나, 2009년 공중전화 운영 합리화 프로젝트를 통해 2천대 가량
의 공중전화를 철거하였다. 이후 Eircom은 공중전화를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2013년
17)

12월 기준으로 1,329대 의 공중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91.3%인 1,213대 가
18)

량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Eircom의 보편적서비스 해당 공중전화 운영대수 추이

[

(단위: 대)

자료: ComReg(2013), p.11.
16) 보편적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중전화(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나 도로변에 설치된 공중
전화) 운영대수 기준
17)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0.3대, 국토면적 천ha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0.2대 수준
18) ComReg(2013),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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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중전화당 일평균 통화건수 는 2012년 1~1.5통화에서 2013년 상반기 1통화 미
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공중전화에서 발신한 긴급통신은 2013년 상반
기 전체 통화의 8%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긴급통신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유
20)

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ircom은 공중전화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용 절감과 함께 2008년 5월 공중전화
요금을 인상한 이후, 2013년 1월에는 <표 7>과 같이 요금을 2배 인상하였다. ComReg
은 공중전화 요금 인상에 따라 Eircom의 공중전화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적자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 7> ’13. 1월 Eircom의 공중전화 요금 조정 내역

<

기본요금(minimum fee)

시내/시외

LM

€1 → €2

€0.25/분 → €0.50/분

€1.00/분 → €0.50/분

자료: ComReg(2013), p.10.

2)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
아일랜드의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유선전화와 공중전화, 전화번호부 및 장애인에 대
한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다. ComReg은 2012년 2년간(’12. 7월 ~ ’14. 6월)의 보
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로 기존 유선전화 사업자인 Eircom을 지정하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 향후 4년간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 지정을 검토하였다.
보편적서비스로 제공되는 공중전화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나 도로변
21)

에 설치된 공중전화만이 해당 되며, 해당 공중전화에서는 긴급통신 무료 이용 및 주
화, 카드 등 다양한 지불수단 중 하나 이상의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보편적서비스 제

19) 콜렉트콜 등 무료통화 제외 기준
20) ComReg(2013), pp.15~16.
21) 상시 이용이 불가능한 쇼핑센터 등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보편적서비스로 제공되는 공중전화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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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자인 Eircom은 공중전화의 지리적 커버리지 및 운영대수, 장애인의 접근가능
성, QoS(Quality of Service) 측면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수요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아일랜드는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전금 산정 시 보편적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중전화
중 적자인 공중전화만을 손실보전 대상으로 하며, 수익 및 비용은 개별 공중전화 단위
로 산정한다. 요금수익의 경우 시내통화(LM 포함)만을 포함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공
중전화에서 발신한 모든 통화로부터의 요금수익을 포함한다. 개별 공중전화별로 수익
및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요금수익만 개별 공중전화별로 인식하고, 나머지 수익 및
비용은 <표 8>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개별 공중전화별로 배부한다.

표 8> 아일랜드의 개별 공중전화별 수익․비용 배부기준

<

구분

수익

요금수익

∙ 개별 공중전화별 직접 인식

광고수익

∙ 광고수익 발생 공중전화 식별 후, 해당 대수를 기준으로 배부

WiFi수익

∙ WiFi 가능 공중전화 식별 후, 해당 대수를 기준으로 배부

선로운영비용
공중전화 관리비용
비용

배부기준

(수금, 고장수리 등)
통화관련비용
WiFi 관련 비용

∙ 해당 국사 내 회선 당 평균 선로운영비용 적용
∙ 국사별 평균 가입자선로 운영비용 비율로 1차 배부 후, 해당 국사의
공중전화 대수로 나누어 배부
∙ 개별 공중전화별 통화량 비율로 배부
∙ 해당 국사 내 회선 당 비트스트림 요금 적용

자료: TERA(2013), p.58.

ComReg은 2014년 1월 2009/2010회계연도의 공중전화 제공에 따른 손실(93,906
22)

유로)에서 공중전화 부스에서의 광고 에 따른 간접적 편익(20,437유로)을 차감하여
73,469유로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같은 손실이 제공사업자에게
22) 공중전화 부스에 부착된 Eircom 로고 등에 따른 무료 광고효과를 간접적 편익으로 추정하지 않
고,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에서 Eircom이 광고를 하는 경우 발생할 비용을 기준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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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
23)

내렸다.

표 9> Eircom의 2009/2010회계연도 보편적서비스 순손실

<

구분
보편적서비스 전체
공중전화

① 손실

② 간접편익

순손실(=①-②)

€7,139,331

€2,043,786

€5,095,545

€93,906

€20,437

€73,469

자료: ComReg(2014a), p.125.

(2)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논의

2013년 12월 ComReg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및 제공사업자 재
지정 등과 관련한 공개자문을 개시하였다. 이후, 2014년 2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을 수렴하고, 2014년 4월 결정 초안을 공개하였다. ComReg은 2013년 12월의 자문
서에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와 관련하여 <표 10>과 같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각 방안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리한 후, 2014년 4월
발표한 결정 초안을 살펴본다.

표 10> ComReg이 검토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방안

<

구분
방안1
방안2(a)

내용
∙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
∙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현행 유지
∙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수정

방안2(b)

- 주화 사용 제한
-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 지정
- 철거기준 완화

23) ComReg(2014a), pp.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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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방안1: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

ComReg이 제안한 첫 번째 방안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서비스 범위에서 공중전화를 제외하거나, 제공사업
자를 지정하지 않음으로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방안
이다. 이러한 경우, Eircom은 재량에 따라 모든 공중전화를 철거할 수 있게 된다.
ComReg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가 폐지되는 경우, Eircom이 전
국에서 다수의 공중전화를 철거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서 공중
전화 제공의무가 폐지된다면, Eircom은 적자가 나는 일부 공중전화만을 철거하기 보
다는 관리비용의 절감을 위해 해당 지역의 모든 공중전화를 철거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특정지역에서 흑자가 발생하는 소수의 공중전화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리적
으로 분산된 공중전화에서의 동전 수금 및 청소 등 관리를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관리비용이 크게 절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ComReg은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나 긴급통신수단으로서의 수요가 존재하여 공중전화의 기본적인 통신서비스
로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았다.
25)

2) 방안2: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유지

두 번째 방안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
거나 의무는 유지하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먼저, ComReg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하고, 제공사업자를 재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ComReg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공중전화 이용이 현재보다 더 감소하
는 경우, 공중전화에서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하여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4) ComReg(2013), pp.19~22. 요약
25) ComReg(2013), pp.22~28.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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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Reg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의 공중전화 제공의무가 이용자의 합리
적인 수요를 넘어선다면 현행 의무가 수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대안으로
① 주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②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를 지정하거나, ③ 공중전화 철
거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ComReg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는 유지하되 비용 절감을
위해 주화를 통한 공중전화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ircom에 따르면 공
중전화에 보관된 동전의 절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금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관리비용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ComReg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
려하여 동전 절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주화를 통한 공중전화 이용
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하지만, ComReg은 주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공중
전화기 개조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며, 대부분의 공중전화 이용이 주화를 통해 이
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공중전화 이용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결과적으
로 이와 같은 방안은 공중전화의 적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ComReg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는 유지하되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를 지정하고 나머지 공중전화는 제공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운영하도
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안은 지역별 인구나 인근 공중전화
의 존재여부 및 이용량 등을 고려하여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를 지정하고, 이외 공중
전화는 제공사업자 재량에 따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이용자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중전화가 지속 유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제공사업자 측면에서는 철거가 용이하여 장기적으로 공중전화 대수 감소로 비용을 절
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ComReg은 이러한 방안이 향후 이용자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ComReg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는 유지하되 공중
전화 철거기준을 완화하여 철거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러한 방안은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용량이 저조한 공중전화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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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2006년 3월 제정한 현행의 공중전화 철거기준은 다음과
26)

같이 특정 지역 내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공중전화

철거 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

하도록 규정하여 철거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었다.
□ 아일랜드의 공중전화 철거 및 재배치 기준(특정 지역 내 유일한 공중전화 철거 시)
- 동전 절도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철거가 필요한 경우, 입증 가능한 증거와 지역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철거 가능
- 이전 12개월 동안 이용이 저조한 공중전화의 경우, 일정기간동안 지역사회의 의견이 없으면 철
거 가능
- 파손이 반복되는 공중전화의 경우, 지역사회의 반대가 없으면 재배치 고려
- 지역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지만, 재배치가 고려되어야 함
※ 공중전화 철거를 위해 최소 6주간 해당 공중전화에 철거계획을 공지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중전화를 철거하려는 지역의 위원회에 철거계획을 통보하고, Eircom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
해야 함(철거계획에는 철거하려는 공중전화의 세부 정보, 철거 계획일자, 인근 공중전화 위치,
Eircom 담당자 정보, 의견 회신을 위한 일정 등 포함)
자료: ComReg(2006), pp.4~5.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없이 공중전화 이용량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철거 기준을 완
화하는 방안은 공중전화의 지리적 분산과 함께 이용자의 수요에 적합하게 공중전화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수요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제공사업자 측
면에서는 철거가 용이하여 장기적으로 공중전화 대수 감소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개편 방안이 이용자
및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26) 해당 공중전화로부터 약 100미터 인근 또는 도로 건너편이나 인접도로에 다른 공중전화가 설치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
20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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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아일랜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방안이 이용자 및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

방안

이용자 측면

사업자 측면

∙ 특정 지역에서의 모든 공중전화 철 ∙ 제공사업자 지정 및 손실보전(분담)
보편 제공의무 폐지

거 가능성

불필요

∙ 취약계층 및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 ∙ 모든 공중전화 철거 가능
의 공중전화 이용 불가

∙ 제공사업자의 비용 절감 가능

∙ 공중전화 지속 이용 가능

∙ 제공사업자 재지정

현행 제공의무 유지 ∙ 이용자의 수요를 초과한 공중전화 ∙ 최근 요금인상으로 손실 감소 예상
운영

∙ 이용 저조 공중전화의 철거 어려움

제공의무 유지 및 ∙ 공중전화 지속 이용 가능
주화 사용 제한
제공의무 유지 및
유지 필요
공중전화 지정

∙ 다른 지불수단이 없는 경우, 이용 불가
∙ 공중전화 지속 이용 가능
∙ 일부 공중전화 철거 가능성

∙ 제공사업자 재지정
∙ 동전 수거가 불필요하여, 관리비용
절감 가능
∙ 제공사업자 재지정
∙ 유지가 불필요한 공중전화의 철거
용이

∙ 공중전화 지속 이용 가능
제공의무 유지 및 ∙ 이용량이 저조한 공중전화가 철거될 ∙ 제공사업자 재지정
철거기준 완화

수 있지만,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은 ∙ 철거기준 완화로 철거 용이
미미

자료: ComReg(2014b), pp.51~53.

3)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관련 결정 초안
ComReg은 2014년 4월 발표한 결정 초안에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
의무는 유지하되 철거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최종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구체적으
로, ComReg은 <표 12>와 같이 공중전화 철거 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와 철거된 공중전화의 재배치를 폐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용이 저
조한 공중전화의 경우,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이용량이 일정수준에 못 미치
는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ComReg은 이러한 방안이 공중전화 이용량을
고려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인 수요를 반영하며, 공중전화의 철거를 용이하게 할
27)

것으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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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아일랜드의 공중전화 철거/재배치 기준 개정(안)

<

구분

현행

개정(안)

동전 절도 등으로 ∙ 철거를 위해 입증 가능한 증거와 ∙ 철거를 위해 입증 가능한 증거
철거 필요 시

지역사회 동의 필요

필요(지역사회 동일 불필요)
∙ 모든 유형의 통화량이 일 평균 1

철거/
재배치
기준

이용 저조
공중전화
파손 반복
지역사회의
철거요청 시

절차

분 미만이며, 긴급통신 통화량이
30초 이하인 경우 철거 가능(지
역사회 의견수렴 불필요)

공중전화

철거

∙ 지역사회 의견 수렴 필요

철거계획 공지
철거계획 통보

∙ 철거 시 지역사회 의견수렴 필요 ∙ 철거 가능(지역사회 의견수렴 및
(재배치 고려)

재배치 불필요)

∙ 철거 후 재배치 고려

∙ 철거 가능(재배치 불필요)

∙ 6주간 해당 공중전화에 공지 및 ∙ 6주간 해당 공중전화에 공지(의
의견수렴

견수렴 불필요)

∙ 지역위원회 통보 및 Eircom 홈페 ∙ ComReg 통보 및 Eircom 홈페이
이지 게시

지 게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일랜드는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이동
전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긴급통신수단으로서의 공중전화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
여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역할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는 제공의무는 유지하되 철거기준 완화를 통해 제공사업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2. 벨기에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
벨기에는 2013년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에 관한 공개자문을 거쳐,
2013년 5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벨기에의 통신규제기관인 BIPT(Belgian Institute for Postal services and Tele27) ComReg(2014b), pp.42~43.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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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s)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제비교, 대체 서비스 보급 정도 등을 검
토하였으며, 공중전화의 대체서비스인 이동전화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하여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에서는 벨기에의 공중전화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을 먼저 살펴본 후, 보편적서비
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 검토 내용을 정리한다.
(1) 벨기에의 공중전화 및 보편적서비스 제도 현황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인 Belgacom은 2008년 말 8천대 가량의 공중전화를 운영
28)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철거하여 2012년 10월 말 기준 4,766대 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보편적서비스에 해당하는 공중전화는 2,000대 이다. 공중전화 대당 월평균 매출은
2009년 21유로에서 2012년 12유로로 연평균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 벨기에의 공중전화 운영대수 및 대당 월평균 매출 추이

[

(단위: 천대, €/월)

(a) 운영대수

(b) 대당 월평균 매출

자료: Analysys Mason(2012), p.13.

벨기에의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유선전화와 공중전화, 번호안내, 전화번호부 제공,
29)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포함한다.

이 중 유선전화와 공중전화의 보편적서비스 제공사

28)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0.4대, 국토면적 천ha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6대 수준
29) BIPT 홈페이지(http://www.bipt.be/en/operators/telecommunication/universal-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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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 기존 유선전화 사업자인 Belgacom이 지정되어 있으며,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30)

따른 손실은 보전하지 않고 있다.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사업자는 공중전화의 설치 및 운영을 보증해야
하며, 공중전화의 지리적 커버리지 및 운영대수, 장애인의 접근가능성, QoS 측면에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
(2)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

2012년 7월 전기통신법(Loi relative aux communications electroniques) 개정 이
전에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95% 미만인 경우 보편적서비스로서 2천대의 공중전화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5월 의회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를 상회
31)

함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고 BIPT에 이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EC의 보편적서비스 지침 제6조는 공중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이 확보된 경우, 회원국이 공개자문에 기초하여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2012년 7월 개정된
전기통신법은 공중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된 경우 보편
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2013년 2월 벨기에의 통신규제기관인 BIPT는 보편적서비스
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및 제공사업자 재지정 등과 관련한 공개자문을 개시하였
다. 이후, 2013년 3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13년 5월 최종적으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BIPT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을 검토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국제비교, 대체 서비스 이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
출하였다. 이하에서는 BIPT의 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벨기에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30) Belgacom(2013), p.95.
31) BIPT(2013),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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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 동향을 살펴본다.
1)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먼저, BIPT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와
보편적서비스로서 공중전화를 제공할 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에 대해, 모든 사업자들은 2011년 말 기준 인구대비 이동전화 보급률
이 114%에 이르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가 유지
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이용자들은 다른 대체 수단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
시하였다. 이에 대해, BIPT는 이동전화가 공중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
는 경우, 사업자 및 이용자 측면의 의견을 모두 충족시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
화 제공의무를 폐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어떤 사업자도 보편적서비스로서
32)

의 공중전화를 제공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2) 국제비교

BIPT는 국제비교를 위해 2011년 6월 유럽 35개 국가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16개
34)

35)

국가 가 이에 회신 하였다. 질의서에 회신한 16개 국가의 68%인 11개 국가 가 보
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11
개 국가 중 다수는 <표 13>과 같이 이동전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1990년대 후반 기
존 유선전화 사업자의 민영화 당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부과
하였다.

32) BIPT(2013), p.7.
33) BIPT(2013), pp.7~8.
34) 회신한 16개 국가는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리투
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영국, 스위스
35)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11개 국가는 벨기에, 크로아티아, 프랑
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영국,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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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유럽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부과 시기

<

구분

스위스

벨기에,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의무 부과 시기

1997년

1998년 이전

1999년

당시 이동전화 보급률

15%

10% 미만

45%

자료: BIPT(2013), p.8. 요약
36)

질의서에 회신한 16개 국가의 32%인 5개 국가 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5개 국가 중 네덜란드와 덴
마크는 당초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이동전화 활성
화로 제공의무를 폐지하였다.
3) 대체 서비스 이용가능성 검토
마지막으로, BIPT는 공중전화 이용 추세 및 적정한 요금의 대체 서비스 이용 가능
성을 검토하였다. 2012년 3월 BIPT의 의뢰로 Université catholique de Louvain이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0%만이 최근 3년간 공중전화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gacom이 운영하고 있는 공중전화 대수는 2008년 말 8천대 수준에서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2012년 10월 말 기준 4,766대로 연평균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공중전화 대당 월평균 매출은 2009년 21유로에서 2012년 12유로로 연평
균 17% 감소하여, 공중전화 운영대수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BIPT는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요청을 분석하여 공중전화 수요가 감소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40대
의 공중전화 중 4대만을 유지하고 36대를 철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 다른 지방자
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모든 공중전화를 철거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다음으로, BIPT는 적정한 요금의 유사 서비스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
36)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5개 국가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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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동전화를 공중전화와 유사한 서비스로 보고 지리적 커버리지 및 요금적정성 측
면에서 이동전화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이동전화의 지리적 커버리지 검
토결과 <표 14>와 같이 공중전화가 설치된 99%의 장소에서 모든 이동전화 사업자(3
개 사업자)의 이동전화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 9월 기준 인구
대비 이동전화 가입자 보급률이 120%에 이르러, 공중전화 이용자의 대부분이 이동전
화를 보유하여 이동전화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14> 벨기에의 공중전화 설치장소에서의 이동전화 이용가능 여부(’12. 9월 기준)

<

구분

99% 이상의 공중전화

1% 미만의 공중전화

0.1% 미만의 공중전화

매출액 점유율

99.5% 이상

0.5% 미만

0.001% 미만

3개 사업자의

2개 사업자의

이동전화 이용 가능

이동전화 이용 가능

해당 공중전화
설치장소에서
이동전화 이용가능 여부

이동전화 이용 불가능

자료: BIPT(2013), p.10. 요약

다음으로 BIPT는 요금적정성 측면에서 이동전화의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37)

OECD가 요금비교 시 이용하는 20통화 배스킷 을 기준으로 3개 사업자의 최적요금
제의 요금과 공중전화 이용 시의 요금을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표 15>와 같이 취약
계층 요금감면 미적용 시 이동전화 요금은 공중전화의 35.7 ~ 44.2% 수준이며, 취약
계층 요금감면 적용 시 1.3~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요금적정성 측면에서 이동
전화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37) OECD의 20통화 배스킷은 이동전화발신 시내착신 6통화(각 통화당 2.6~3.3분), 시외 2통화(각
통화당 4.0~5.9분), 이동착신 2통화(각 통화당 1.5~1.7분)를 기준으로 함(BIPT는 OECD 20통화
배스킷 중 국제통화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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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벨기에의 공중전화와 이동전화 요금비교 결과

<

구분

OECD 20통화
배스킷
이용시 요금

공중전화

이동전화
Mobistar

Proximus

Base

취약계층

€28.00

€10.37

€12.37

€10.00

요금감면 미적용

(100%)

(37.0%)

(44.2%)

(35.7%)

취약계층

€28.00

€1.10

€0.37

€1.10

요금감면 적용

(100%)

(3.9%)

(1.3%)

(3.9%)

주: 괄호안의 숫자는 공중전화 요금 대비 비율을 의미
자료: BIPT(2013), p.13. 요약

최종적으로, BIPT는 이상에서 살펴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와 국제추세, 공중
전화 수요 감소 추세 및 유사서비스인 이동전화의 이용가능성 확보 등을 고려하여 보
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C의 보편적서비스 지침 제9조는 보편적서비스로서 특정 서비스의 제공의무를 부
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추이 및 소매요금을 규제기관이 모니터링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BIPT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폐지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 수요
가 존재하는 한 상업적으로 공중전화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보았으며, 향후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재부과 필요
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Ⅳ.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 동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은 ⅰ) 이동전화 활성
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ⅱ)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
의무 준수 강화, ⅲ)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로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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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른 공중전화 수요 감소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는 1990년대 후반까지 무선호출 서비스의 활성화로
공중전화 운영대수가 증가하였으나, 이후 이동전화 보급에 따른 공중전화 이용감소로
지속적인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 운영대수는
1999년 15만 3천대에서 2013년 말 7만대 초반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며, 우
리나라를 제외한 OECD 20개 국가의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2000년 3.4
대에서 2009년 1.8대로 감소하였다.
공중전화 운영대수의 감소는 이동전화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ComReg은
과거에는 주로 이동전화 대비 저렴한 요금 때문에 공중전화를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제한된 상황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
38)

하였다.

또한, 2006년 NTT서일본의 조사결과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이유의 대부

39)

40)

분 이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동전화 활성화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공중전화 이용은 더욱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일부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방식을 변경하거나,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2)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 한정 및 제공의무 준수 강화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국내외 공중전화 제공사업
자는 공중전화의 철거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전화 철거
시도는 주로 수익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유지가 필요한 공중전화
까지 철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가는 보편적서비스로서 반

38) ComReg(2013), pp.12~13.
39)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이유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가 37.3%, 이동전화를 보유하지
않아 공중전화 이용이 34.6%, 이동전화 이용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공중전화 이용이 18.6%, 이동
전화를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공중전화 이용이 14.6%, 공중전화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가
7.7%, 중요한 통화는 공중전화를 이용이 4.9%, 기타가 3.9%로 나타남
40) NTT西日本(2006),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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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시 유지되어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를 지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중
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를 한정하여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공중전화의 철거를 유도
하고, 보편적서비스 개념에 부합하는 공중전화만을 손실보전 대상으로 함으로서 보편
적서비스 제공의무의 준수를 유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용자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중전화가 지속 유지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으며, 제공사업자 측면에서는 보편적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공중전화의
철거가 용이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표 16>과 같이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대수가 0.7대(스페인)~1.7대(일본)로
OECD 20개 국가의 평균인 1.8대(’09년)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되지 공중전화 대수가 전체의 45.7%(스페인)~57.6%(프랑스)로 아직까
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6>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를 한정한 국가의 공중전화 대수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13. 4Q)

(’11년)

(’13년)

(’13. 4Q)

전체대수

94,455

97,736

35,000

210,448

인구 1천명당 대수

1.5

1.6

0.7

1.7

40,050

약 42,306

약 19,000

108,610

(42.4%)

(43.3%)

(54.3%)

(51.6%)

54,405

약 55,430

약 16,000

101,838

(57.6%)

(56.7%)

(45.7%)

(48.4%)

구분

보편적서비스

해당

해당 공중전화
대수

미해당

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보편적서비스 해당 공중전화 대수는 손실보전 대상 공중전화 기준
자료: 1) (프랑스) ARCEP 홈페이지 및《LE FIGARO》, (2014. 1. 8)
2) (이탈리아) AGCOM(2012), p.40. 및 AGCOM(2013)
3) (스페인) Telefonica 홈페이지 및《EL PAIS》, (2007. 1. 8)
4) (일본) 総務省(2013), p.357. 및 電気通信事業者協会(2013),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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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공중전화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존재하여 공중전화가 보편적서비
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 보편적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공중전화의 용이한 철
거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 검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은
공중전화가 보편적서비스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효하다. 하지만, 이용감소
로 보편적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공중전화의 철거가 다수 이루어진 상황에는 적합하
지 않은 방식일 수 있다. 이는 이용이 저조한 보편적서비스에 부합하는 공중전화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즉, 공중전화 대수
감소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지만, 이보다는 보편적서비스로서 반드시 유
지되어야 할 공중전화의 지리적인 분산으로 이를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공중전화의 이용추이 및 대체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중전화의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근본적인 개편을 검토한 아일랜드
와 벨기에의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각각 0.3대(’13. 4Q), 0.4대(’12. 4Q)
로 OECD 20개 국가의 평균인 1.8대(’09년) 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지속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요국의 공중전화 제공의무 개편의 시사점
공중전화는 최소한의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보편적서비스로서 제
공되어 왔다. 보편적서비스 도입 당시 대다수의 국가는 특정 공중전화를 선별하지 않
고 전체 공중전화를 보편적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공중전화로 지정하였다. 하지
만 2000년대 들어 이동전화 보급 활성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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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의 철거가 진행되면서 보편적서비스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프랑스 및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은 보편적서비스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공중전화를 선별하거나 운영대수
를 지정하여 이에 부합하는 공중전화의 손실만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보편적서비스 제
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편적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공중전화의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2008회계연도부터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41)

42)

대수 를 도입하여 해당 대수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공중전화 대수는 1.5대로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범
위는 한정하되 제공의무의 준수는 강화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와 유사한 수
준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회 등을 중심으로 긴급통신 등 비상수단으로서의 공중전화
유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공중전화 수요가 아직까지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는 해당 대수에 대해서만 손실
을 보전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중전화의 철거를 유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하지만, 이동전화 활성화에 따라 공중전화의 수익성이 지속적
으로 악화되고 공중전화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지가 필요한 공
중전화를 선별하고 해당 공중전화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보편적서비스 제
공의무를 준수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벨기에 등 일부 국가는 이용이 저조한 공중전화를 유지하기 위해 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공중전화와 유사하게 이동전화의 이용가능성이 확보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의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에서도 향후 공중전화 이용이 현재보다 더욱 감소하고 이동전화와 같은 대체 서비스
의 이용가능성이 공중전화를 넘어서고, 비상수단으로서의 공중전화의 역할이 미미해
41) 손실보전금 산정 대상 시내공중전화 대수란 설치가 필요하거나 유지되어야 하는 공중전화의 대
수로서 인구, 거리, 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대수를 말함
42) 손실보전금 산정 시 소요비용/수입 비율이 130% 이상인 고비용 ‧ 저수익권역을 손실보전 대상으
로 하여, 실제 손실보전이 이루어지는 공중전화는 이보다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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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경우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근본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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